
1

1/29/2023 장년성경공부 Adult Bible Study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공부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Study
(adapted from Thomas Vincent, The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소요리문답   WSC   96.   주의 성찬의 정의   The Definition of the Lord’s Supper - 3  

Q96 주의 성찬이 무엇인가?
What is the Lord’s Supper?

A.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냄이다[1].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다[2].
The Lord’s supper is a sacrament, wherein, by giving and receiving bread and wine, according to Christ’s appointment, 
his death is showed forth;1 and the worthy receivers are, not after a corporal and carnal manner, but by faith, made 
partakers of his body and blood, with all his benefits, to their spiritual nourishment, and growth in grace.2

토론질문 Discussion Questions:
16. 하지만 우리 구주께서 이 성례를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빵이 그의 

실제 몸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But are not the words of our Savior plain in his institution of this sacrament “This is my body”? and would he have said 
it, had not the bread been turned into his real body?

1) 만일 모든 성경의 표현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면, 이 표현도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비유적인 표현들을 보게 되며, 특히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렇다.
If all Scripture expressions besides were to be understood literally, then there would be some reason that this 
expression should be so understood too; but we frequently find figurative expressions in the Scripture, and that 
concerning Christ.

a. 고전 1 Corinthians 10: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b. 엡 Ephesians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2)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나 돌로 변하셨는가? 유대인의 성례에서 유월절 양이 유월절이라 
불리는 것처럼, 크리스천 성례의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린다. 유월절 양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월절이 될 수 없다. 유월이라는 것은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건너 뛴 것을 두고 말한다. 유월절 양이 천사의 이러한 행위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말이 안되는 
것인가? 현재 존재하는 본질은 당연히 성질이나 예전에 일어난 행위로 변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그 
행위의 표징이나 기념이다. 그러므로 이 성례의 빵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라는 것이 아니며 그 성질을 
가지지 않은 다른 본질로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다.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표징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Is Jesus Christ, therefore, turned into a rock or stone? In the same sense as, in the Jewish sacrament, the paschal 

1 눅 Luke 22:19-20  19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전 1 Cor 11:23-26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 고전 1 Cor 10:16-17  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2

lamb is called the passover, the bread in the Christian sacrament is called the body of Christ: the paschal lamb 
could in no proper sense be the passover, which was the action of the angel in passing over the houses of the 
Israelites, when he destroyed the first-born of the Egyptians. What absurditiy is it to say, that the paschal lamb was 
turned into this action of the angel! Surely a present substance could not be turned into an accident or action 
which was long before; but it was a sign or commemoration of that action: so the bread in this sacrament is not 
properly the body of Christ, and so one body turned into another without its accidents; but the bread is a sign of 
the body of Christ, and a commemoration of Christ’s body which was crucified for us.

17.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능력으로 빵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바꾸실 수 있지 않은가? 그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고 왜 믿지 않을 수 
있는가? 
But cannot God, by his infinite power, turn the bread into the real body of Christ? And if he can do it, why may we not 
believe that he really does it, when Christ says, “This is my body?”

1) 하나님은 그의 무한한 능력으로 인해, 진정한 능력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안전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이나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없으시다는 것이다. 모순되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나 말도 안되는 허황된 것과 신성모독의 결과를 낳는 것을 하시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성례의 빵을 그 성질(accidents)을 바꿈이 없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게 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Although God, by his infinite power can do all things which are possible unto true power, yet we may safely say 
that God cannot do any which implies imperfection and weakness, such as to make contradictions true, and to 
introduce ridiculous absurdities and blasphemous consequences: which he should do, if he should turn the bread 
in the sacrament, but without the transmutation of its accidents, into the real body of Christ.

18. 이 성례의 빵과 포도주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가? 
How do the bread and wine in this sacrament represent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1) 이 성례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데, 빵과 포도주가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힘을 주고 
생기를 되찾게 하며 자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이 성례에서 받아지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고 힘을 주고 생기를 되찾게 하며 영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The bread and wine in this sacrament do represent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in that as the bread and wine do 
nourish, strengthen, and refresh the body, and satisfy the natural appetite; so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received in this sacrament, do nourish, strengthen, and refresh the soul, and satisfy the spiritual appetite.

19. 목사가 빵을 들어 나누고 잔을 들어 회중에게 나눠 주는 행위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What is represented by the actions of the minister, in the taking the bread and breaking it, and taking the cup and 
giving both unto the people?

1) 목사가 빵을 들어 나누고 잔을 들어 회중에게 나눠 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들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고 못 박히도록 내어 주심을 나타낸다. 또한 이 성례에서 우리의 구속자와 구주가 되도록 그를 
내어 주심을 나타낸다.
By the actions of the minister, in taking the bread and breaking it, and taking the cup, and giving both unto the 
people, is represented God’s taking his Son, and giving him to be broken and crucified upon the cross for us; and 
withal, his giving him in this sacrament unto us to be our Redeemer and Savior.

20. 회중이 빵과 포도주를 받아 섭취하는 행위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What are represented by the actions of the people in receiving the bread and wine, and feeding upon him?

1) 회중이 빵과 포도주를 받아 섭취하는 행위는 그들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성례 
안에서 그를 섭취하는 것을 나타낸다.
By the actions of the people in receiving the bread and wine, and feeding upon them, are represented their 
receiving of Jesus Christ, given them by the Father, and feeding upon him in the sacrament.


